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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요약

Figure 1-1. 사건 시나리오

대회에서 제시한 상황은 박보안 부장이 업무를 진행하던 중, 한글 워드프로세서
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에 의해 박보안 부장의 PC에 존재하던 문서
파일들이 랜섬웨어에 의해 암호화된 상황입니다.
박보안 부장은 평소처럼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참고지
침.hwp” 파일을 다운로드 하였고, 이 hwp 파일은 제로데이 공격을 위해 특수하게
조작된 hwp파일이였습니다.
hwp파일이 실행되면서 hwp.exe의 실행 흐름이 변조되어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해
실행하는 코드가 실행되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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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대상

Figure 2-1. 피해자 컴퓨터의 HKEY_LOCAL_MACHINE

Figure 2-1 을 보아 박부장은 Windows 7 Ultimate Service Pack 1을 사용하고 있
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Figure 2-2. Volatility로 확인한 메모리 정보

Figure 2-1과 Figure 2-2를 종합해 봤을 때
박부장은 Windows 7 Ultimate Service Pack 1 64bit 을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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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사건 조사를 위해 사용한 도구는,
Volatility Framework 2.4
FTK Imager 3.4.0.1
Registry Explorer v0.7.1.0
IECacheView
이며,
volatility 를 이용해 프로세스 리스트와 트리를 확보 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공격당했는지를 비정상적인 자식프로세스 유무를 통해 확인 하
였고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여 박부장 PC의 ip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 존재하는 악성 파일들을 추출하는데도 사용하였습니다
또, FTK Imager는 레지스트리 하이브 추출, 전체 디렉토리 추출, 삭제된 파일 위
치 확인 등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Registry Explorer를 이용해 박부장 PC의 운영체제 정보, 시작 프로그램 리스트
(지문에 재부팅 후에 계좌이체를 요구했다고 하여 시작프로그램 리스트를 확인했
었으나 대회 풀이에는 도움이 안되었다) 등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박부장이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공유한다는 힌트를 보고
IECacheView를 이용해 클라우드의 어떤 파일들에 접근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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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침해 원인

침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메모리덤프를 분석해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Figure 4-1-1. 피해 시스템의 프로세스트리 (하단 생략)

Figure 4-1-2. 정상적인 시스템의 Hwp.exe 프로세스 트리

Figure 4-1.과 Figure 4-2.를 비교해 봤을 때
피해시스템에선 정상적이지 않은 추가 자식프로세스 temp.exe가 있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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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temp.exe가 랜섬웨어로 추측됩니다
현재 Hwp.exe가 어떤 파일을 열은 상태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volatility의 cmdline
모듈을 이용해 확인해보았습니다.

Figure 4-1-3. cmdline 모듈 실행 후 결과 파일에 저장

Figure 4-1-4. cmdline 모듈 실행 결과

확인 결과 인터넷 임시폴더 하위에 존재하는 참고지침.hwp가 hwp.exe의 제로데
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파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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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참고지침.hwp 인터넷 기록

참고지침.hwp는 2015년 9월 25일 오후 3시 22분 24초에
jandi.com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Figure 4-1-6. 삭제된 참고지침.hwp

파일 추출을 위해 참고지침.hwp의 경로로 가보았으나 이미 삭제됐고 복구가 불가
능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hwp.exe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메모리가 덤프된것이기 때문에
hwp.exe 프로세스 메모리 내에서 참고지침.hwp를 찾아봤습니다

Figure 4-1-7. 메모리 덤프 내에 존재하는 참고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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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참고지침.hwp.vnu7uzf.partial
internet explorer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임시파일
참고지침.hwp(0x13fa38490)
이유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덤프에 실패
참고지침.hwp(0x13ffebb70)

Figure 4-1-8. 참고지침.hwp 추출에 성공

메모리 내에 존재하는 참고지침.hwp파일 추출에 성공하였고

Figure 4-1-9. 랜섬웨어 temp.exe 존재 확인

hwp파일 내에 존재하는 악성코드에서 파일 다운로드를 위해 사용하는 코드에서
랜섬웨어 파일명을 사용하여 다운로드 받을 것이라 생각해 메모리에서 찾아보니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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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을 기준으로 약 -0x200부터 덤프를 떠보니 공격코드가 존재 했고, 분석해
본 결과 http://poworks.com/wp-includes/theme-compat/post.gif 를 다운로드해 랜
섬웨어만 추출한 뒤 temp.exe로 저장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박부장의 컴퓨터가 공격 당한 원인은 그룹웨어에 업로드된 파일 중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제로데이를 공격하는 파일이 존재 했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
면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4-2. 침해 흔적
랜섬웨어에 감염 된 후 공격자는 계좌번호를 제시한 후 400만원을 입금하라는 메
세지가 쓰여진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경로에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스트리 (하단 생략)

Figure 4-1-1. 피해 시스템의 프로세

을 보면 temp.exe의 자식프로세스로 OfficeHelp.exe 라는 프로세스

가 있는 것으로 보아 OfficeHelp.exe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Figure 4-2-1. OfficeHelp.exe의 cmdline

OfficeHelp.exe의 경로를 확인하기위해 volatility를 사용하였고,
C:\ProgramData\Microsoft Help\OfficeHelp.exe에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Figure 4-2-2. FTK Imager를 이용한 OfficeHelp.exe 추출

이 파일을 FTK Imager를 이용해 추출하여 분석해보니
py2exe를 이용해 컴파일된 실행파일인 것을 확인하였고
unpy2exe와 uncompyler를 이용해 원본 python파일을 복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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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3. unpy2exe 를 이용한 exe to pyc

Figure 4-2-4. uncompyler를 이용한 pyc to py

Popup.py를 분석해보면 Blowfish EBC모드를 이용해 파일들을 암호화하는것을 볼
수 있고
어떤 파일들이 암호화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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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5. VMWare를 이용한 vmdk 마운트

제공받은 파일시스템 덤프가 vmdk포맷이기 때문에 VMWare를 이용해 로컬 디스
크에 마운트하고
Figure 4-1-5.에서 언급한것 처럼 랜섬웨어 다운로드는 9월 25일 오후 3시 22분
24초,
Figure 4-1.1.에서 언급한것 처럼 랜섬웨어 실행은 9월 25일 오후 3시 22분 41초
에 되었고
분석하면서 발견한 Figure 4-2-6. 을 보아 암호화된 파일은 마지막에 _enc가 붙
어있다는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옵션으로 2015년 9월 25일 수정된 파일들, 파일명에 enc가 포함되는 파일들
을 선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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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6. FTK Imager에서 발견한 암호화된 파일들 일부

Figure 4-2-6. 마운트된 파일시스템 검색 결과

총 4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색 결과에는 Figure 4-2-6. 에서 보이는 파일들이 보이지 않았고
확인해보니 KAB 라는 이름의 유저가 로컬 시스템에 없어 권한 문제 때문에 검색
이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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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7. Users 디렉토리 추출

그래서 C:\Users 디렉토리만 따로 추출해 Figure 4-2-6. 에서와 똑같은 옵션으로
찾기를 진행했습니다

Figure 4-2-8. Users디렉토리에서 암호화된 파일 검색

Users디렉토리에선 총 25개가 나왔습니다
Figure 4-2-6 과 Figure 4-2-8을 종합해보면 총 70개의 암호화된 파일들이 존재
하지만
FTK Imager로 Users디렉토리에 있는것들을 열어보던 중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도
있다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C:\users\KAB\Downloads\업무협조서신.docx_enc
C:\Windows\ShellNew\EXCEL12.XLSX_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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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indows\ShellNew\PWRPNT12.PPTX_ENC
랜섬웨어 파일인 temp.exe가 확보되지 않아 어떤 이유로 암호화가 안된건지는 파
악하지 못했지만 위 세개는 암호화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4-3. 추가내용
침해대응 보고서인 만큼 공격자에 대한 식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자는 자신을 식별할 증거를 많이 남기지 않았지만
OfficeHelp.exe를 실행하면 공격자의 계좌번호와 은행정보가 나옵니다

4-3-1. OfficeHelp.exe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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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공격자 계좌 조회

박상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계좌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격자일수도, 명의도용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공격자 추적에 대한 실마리가 확
보되었습니다

추가로, OfficeHelp.exe를 .py로 변환한 Popup.py를 보면

4-3-3. Popup.py의 btnClick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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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nClick함수에서 editbox의 내용을
http://poworks.com/wp-includes/SimplePie/Cache/Key.php?s03p08=[pc시그니
쳐]&a88d11=[에딧박스의내용]
으로 전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응 시간(12시간)이내에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하는덴 실패했지만
공격자가 암호화키를 저장하는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같은 데이터베이스 일것으
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박보안 부장의 pc의 암호화 되어 있는 문서는 400만원을 제공하지 않아도
공격자의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이 획득되면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페이지 17 / 18

5. 대응 방안
우선 랜섬웨어 피해에서 복구하기 위해 공격자의 서버를 압수하거나 서버에서 동
작하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공격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암호화키를 획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입니다
암호화된 방식은 양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인 Blowfish이기 때문에
암호화 키만 확보된다면 암호화된 문서를 모두 복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랜섬웨어 다운로더(참고지침.hwp)가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였는지 파악해 벤더사에 패치를 요구해야 하고
패치가 완료되기 전까진 해당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자일수도, 명의도용의 피해자일수도 있는 박상호님을 조사해 공격자
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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